
('21.2.18. 산업진흥본부 산업지원팀)

구분 2019(1차년도) 2020(2차년도) 2021(3차년도)

사업기간 ㅇ8월~11월(4개월) ㅇ3월~11월(9개월) ㅇ3월~11월(9개월)

참가기업 ㅇ22개사 148개 품목 ㅇ25개사 211개 품목 ㅇ2차년도 참가기업 지속지원 및 5개사 내외신규참가 발굴예정

마트형식 ㅇB2C ㅇB2C, B2B2C ㅇB2C, B2B2C, B2B

입점마트

ㅇ(오프라인) 2개채널, 31개점

  - 롯데마트 1, 빈마트 30 *특별존 포함

ㅇ(온라인) 6개몰

  - 빈아이디, 소피, 라자다, 티키, 기프트팝, 페이스북

ㅇ(오프라인) 6개 채널

  - 대형마트 : 빈마트 40, 메가마트1

  - 편의점 : 써클케이, 빈마트+

  - 프랜차이즈 : 골든게이트, 하이랜드커피

 ※ 편의점, 도매점, 프랜차이즈는 입점비 전액 기업자부담으로

    진행되기에, 수요가 있을시 입점 연계 예정

ㅇ(온라인) 3개몰

  - 티키, 라자다, 페이스북

한국식품관

(특별존)

ㅇ(오프라인) 9개점(롯데마트1, 빈마트8)

 ※ 빈마트 측 특별존 3개점, 아일랜드선반 5개,

    전용매대 4개 임차료 무료제공

ㅇ(온라인) 6개 판매자 및 공식몰

ㅇ(오프라인) 빈마트 8개점

ㅇ(온라인) 3개 판매자 몰 운영

신규지원
ㅇ꽁보발행 및 초도물량 수출지원

ㅇ입점지원

ㅇ꽁보발행 및 초도물량 수출지원

ㅇ입점지원

ㅇ꽁보발행 및 초도물량 수출지원

ㅇ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협업하여 수출정보지원

ㅇ비즈매칭 지원

ㅇ입점지원(*입점비:빈마트, 온라인몰 外 기업 자부담)

시식행사
ㅇ일정: 매주 목/금, 15~22시

ㅇ시식품목: 기입점 제품위주(292회)

ㅇ일정: 매주 금/토, 18~21시

ㅇ시식품목: 신규입점 제품위주(100회)

 ※ 코로나-19로인해 시식행사 제한

ㅇ일정: 매주 금/토, 18~21시

ㅇ시식품목: 신규입점 제품위주(200회예정)

 ※ 코로나-19로 시식제한시, 라이브스트리밍(먹방)으로 변경

현지화

마케팅

ㅇSNS홍보

ㅇ바이시클로드쇼

ㅇ공중파방송노출

ㅇ현지언론보도(TV,신문)등

ㅇ 빅모델 마케팅

- LCD배너홍보(103곳), 미디어홍보, 특별존POP, E-커

머스 광고모델 등 활용

ㅇ온·오프라인 연계판촉

  - 특별존 모니터 홍보, QR코드 연계

ㅇSNS홍보(페이스북, 유튜브)

 - 미니게임, 이벤트 홍보, 제품홍보 등

 - 제품영상제작(20개사) 및 동시송출 홍보

 - 인플루언스 라이브스트리밍(5회)

ㅇ기념일 연계 판촉

- 여성의날 프로모션(바이시클로드쇼,바우처, 미니게

임, 미디어홍보 등)

 - 독립기념일 미니게임 및 할인행사

ㅇ기부행사 연계홍보

 - 코로나-19 및 중부지방 수재민 지원기부

ㅇSNS홍보(페이스북, 유튜브)

 - 미니게임, 이벤트 홍보, 제품홍보 등

 - 인플루언스 라이브 스트리밍 20회

ㅇ바우처행사

 - 온라인 판촉채널 별 바우처 배부를 통한 판촉 활성화

ㅇ거리판촉전

 -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부스설치, 온·오프라인 이벤트를 결합한

   길거리 판촉행사진행

 - 매주 금,토,일에 운영 예정

ㅇ 홍보물 제작 및 설치

 - POP물 및 온라인 배너 홍보용 이미지 제작등을 통한 홍보 활성화

ㅇ미디어홍보

 - 베트남 메이저 신문/TV/온라인 채널 활용 사업 관련 홍보

ㅇ온·오프라인 연계판촉

 - 특별존 모니터 홍보, QR코드 연계

대형행사

연계판촉
ㅇ한베음식문화축제(12개사 16개부스)

ㅇ한베음식문화축제(16개사 10개부스)

ㅇ빈아이디 럭키드로우 페스티벌

ㅇ빈마트 6주년 기념일 프로모션

ㅇ한베음식문화축제

ㅇ빈마트 7주년 기념일 프로모션

ㅇ티키 온라인 행사

 ※ 행사미정에 따라, 추후변경 가능

케이스별

차별화

추가지원

ㅇ 택시랩핑광고(2wings)

 - 130대 고용, 2개월동안 진행

 - 1wing별 기업제품 및 "I like K-Food"옥외광고 설치

ㅇ 베스트참가사 선발대회

 - 플랫폼 내 마케팅 활용 우수기업 선정하여 추가마케팅 제공

 - 시식행사, 라이브스트리밍, 제품영상제작 등 혜택

한국농식품 판매플랫폼 구축사업

베트남

ㅇ(오프라인) 2개채널, 11개 지점

 - 롯데마트 2, 빈마트 9


